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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단일리더기가 아닌 멀티리더기를 이용하여 리더기들간의 상호 협동작업을 통하여 일

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태그를 최대한 많이 읽을 수 있는 멀티리더기들간의 협업을 이용한 향상된 태

그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즉, 두 개의 리더기를 사용하여 많은 양의 태그가 서로 다른 이동 속

도로 리더기를 지나 갈 때, 첫 번째 리더기가 저장해 놓은 태그정보를 두 번째 리더기가 이어받아 계

속하여 나머지 태그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멀티리더기를 이용하면 단일리

더기의 단점을 극복하여 보다 향상된 태그 인식 결과를 얻어내어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1. 서론

  RFID(Radio Frequence Identification)기술은 최근에 

무선 인식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물류, 유통 분

야 및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현재 사용 중인 바코드

(Bar code)를 대체할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보안, 

안전, 소방/방재, 환경관리, 생산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6]. 물체에 부착된 태그는 고유한 식별 

번호와 물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리더는 태그와의 무

선 통신을 통하여 물체를 식별한다[1].

이러한 물체 식별을 위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사용되

고 있지만 충돌 발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어, 특정 태

그가 오랫동안 리더에게 인식되지 못하는 태그 기아 문제

(tag starvation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 태그 기아 문

제는 RFID 시스템이 물체의 식별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

한 감시 및 추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트리 생성을 기반으로 하는 결정론적 충돌 

방지 방법은 트리를 만들 때 태그의 고유한 식별 ID를 사

용하여 트리를 생성하기 때문에 모든 태그를 인식할 수 

있고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그가 부착

된 물체는 이동성을 가질 수 있으며 태그 식별 속도가 물

체의 이동 속도보다 느릴 경우 리더는 물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태그가 부착된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할 경우 단일

리더기로는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서는 멀티 리더기들 간의 상호 

협업 작업을 통한 태그 식별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태

그를 식별하였다. 리더기 범위 내에 정지되어 있는 태그

가 아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태그들을 멀티 리더기들간

※ 이 논문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10544)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의 협동 작업을 통해 질의 횟수를 줄이고 최대한 많은 양의 

태그들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단일 리더기보다 멀티 리더

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어 내었다. 

2. 관련 연구

리더가 태그를 식별할 때, 한 개의 태그만 리더에 응답

을 하면 리더는 그 태그를 식별할 수 있지만 여러개의 태

그가 동시에 응답하게 되면 충돌로 인하여 리더는 어떠한 

태그가 응답했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충돌이 일

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충돌방지 알고리즘

(anti-collision algorithm)이 연구되어져왔다[4]. 태그 충

돌 방지 알고리즘에는 공간 분할 다중 접속(SDMA), 주파

수 분할 다중접속(FDMA), 시간 분할 다중 접속(TDMA), 

ALOHA, Slotted ALOHA, Dynamic Slotted ALOHA, 이

진 트리 검색 알고리즘 등이 있다[1]. 

2.1 트리 기반 알고리즘(tree based algorithm)

트리 기반 알고리즘은 결정론적(deterministic) 알고리즘 

으로 이진 트리를 순회하며 모든 태그를 식별한다. 트리 워

킹 알고리즘은 태그에 대한 질의 만으로 태그를 구분하는 

비기억형 알고리즘으로 bit-by-bit 질의 방식으로 이진트

리의 깊이 우선 탐색방법으로 태그를 식별한다[7]. 트리 

워킹 알고리즘의 경우 비트단위로 태그를 검출하기 때문에 

리더기 영역 내에 태그가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마지막 비

트까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고, 영역내의 많은 태그

가 있을 경우에는 자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

래 걸리는 등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QT(Query Tree) 알고리즘은 결정론적 충돌 방지 방

법 중 대표적인 기술로써 트리 워킹 보다 향상된 방법으

로, 태그 응답에 따라 리더가 전송하는 질의가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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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먼저 리더는 질의가 저장된 큐에서 -비트 길이의 

질의를 가져와 태그에게 브로드캐스트한다. 각각의 태그

들은 리더로부터 전송받은 질의를 자신의 태그 ID와 비

트 순서대로 비교하여, 자신의 태그 ID와 수신한 질의의 

모든 비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자신의 태그 ID를 리더

에게 전송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전송하지 않는다.    

2.2 Adaptive Query Splitting 을 이용한 query 처리 방법

리더는 질의를 전송하고 태그는 자신의 ID로 응답한다. 

질의는 하나의 비트 문자열을 포함한다. 리더는 두 개의 

큐 Q와 CQ(Candidate Queue)를 갖는다. Q는 현재 식별 

프로세스의 질의를 위한 비트 문자열을 저장하며 CQ는 

다음 식별 프로세스의 질의를 위한 비트 문자열을 저장한

다.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리더는 CQ의 비트 문자열들로 

Q를 초기화한다. 만약 CQ 가 어떠한 비트 문자열도 포함

하고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 리더가 reset된 경우) Q는 

QT 프로토콜에서처럼 두 개의 1비트 문자열인 0과 1로 

초기화된다. 리더는 하나의 비트 문자열을 Q에서 꺼내어 

질의를 전송한다.

3. 멀티리더기를 이용한 이동 태그 검출 방법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리더기 R1, R2가 서로 협업하

여 질의를 공유하면서 이동 태그를 최대한 많이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두 개의 리더기를 사용하여 많은 양

의 태그가 서로 다른 이동 속도로 리더기를 지나 갈 때, 

R1이 저장해 놓은 태그정보를 이용하여 R2가 그 정보를 

이어받아 계속하여 나머지 태그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모든 태그가 각자의 random한 속도를 가지고 R1

에서 R2방향으로 [그림 1]에서와 같이 이동한다고(오른쪽 

방향에서 => 왼쪽 방향으로) 가정하였다. 즉, 태그는 R1 

범위 밖에 있다가 R1 수신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고 일정

시간 이동속도로 R1 수신 범위를 빠져 나가게 되어, R2 

수신 범위 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태그의 종류는 충돌이 일어나는 태그, 수신 범

위 밖에 위치한 태그, 그리고 하나만 응답한 태그로 구분

하여 처리 하였다.

[그림 1] RFID 시스템 모델

검출 방법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태그를 생성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Reader-1(태그들이 먼저 지나

가는 리더기)의 수신 범위와 Reader-2(태그들이 나중에 

지나가는 리더기)의 수신 범위를 정하고, 각 질의를 해당 

Queue에 저장하여 부분 트리를 완성한다. 마지막 단계에

서는 Reader-1에서 저장해둔 Queue를 이용하여 

Reader-2에서 나머지 트리를 완성한다.        

3.1 리더기들간의 tree 구성 방법 

리더의 질의에 수신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태그는 리더

에 응답한다고 가정하고 Reader-1과 Reader-2를 R1, 

R2로 표시한다. 또한, R1이 R2에게 넘겨줄 정보를 저장

하는 큐를 Q, MCQ(Max Candidate Queue), COLQ 

(COLlision Queue)로 정하였고 각각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Q는 현재 단계에서 충돌이 일어난 질의에 대하여 해당 

prefix에 ‘0’과 ‘1’을 붙여 쌍으로 저장해둔다. Queue

에 질의를 저장하였다가 꺼낼 때도 항상 쌍으로 꺼내

어 작업을 한다. 만약, Q가 어떠한 비트 문자열도 포

함하고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리더가 reset된 경우) 

Q는 두 개의 1비트 문자열인 0과 1로 초기화된다. 리

더는 하나의 비트 문자열을 Q에서 꺼내어 질의를 전송

한다.

� MCQ는 첫 번째 리더가 어떠한 질의를 전송하였을 때, 

오직 한 개의 태그 ID만 응답하였을 경우와 아무런 응

답을 하지 않은 prefix를 확인하면서 태그 이동에 따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prefix에 대한 처리를 한다. 

� COLQ는 첫 번째 리더기에서 질의 전송을 통하여 충

돌이 일어난 것까지 확인하였지만 태그의 이동으로 인

하여 미처 처리 하지 못한 질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질

의의 비트 문자열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다음 리더기

에 전달한다.

위에서 제시한 상황에 따라 첫 번째 리더기는 조건에 

맞는 정보를 각각의 해당하는 Q, MCQ, COLQ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다음 리더기에 전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

은 3.2절의 리더기들간의 데이터 공유방법을 참고하기 바

란다.

[그림 2] R1과 R2의 tag-list 구성하는 과정 예

[그림 2]에서는 두 개의 리더가 전체 트리를 구성하면

서 tag-list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R1 리

더 범위내에 각각 010000, 010011, 11111의 3개 태그 

ID가 있고, 태그가 이동하면서 R2 리더 범위내에서  

111011, 1110010의 2개 태그ID가 발견되었다고 하자. 

가운데 가로 곡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R1이 찾아낸 3개

의 태그 ID이고 아랫부분은 R1이 넘겨준 정보를 이용하

여 R2가 찾아낸 태그 ID라고 가정하자. 그림에서 동그라

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표 1]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처리 부분이다.  충돌이 일어난 태그가 그 하위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이러한 트리 형태를 이루게 된다. 

태그는 각자의 이동범위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단일리

더기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태그의 개수가 한정되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791

[알고리즘 1] Reader-1 Operation

어 있으므로, 멀티리더기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3.2 리더기들간의 데이터 공유 방법

태그의 위치에 따른 R1과 R2의 처리방법을 크게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해당 질의를 기준으로 하여 태그 충돌이 일어나서 해당 

질의에 ‘0’을 추가한 LQ(Left edge Query), 태그 충돌이 

일어나서 해당 질의에 ‘1’을 추가한 RQ(Right edge 

Query)이다. 또한, LQ에서 충돌이 일어난 개수를 세는 변

수를 LQN(Left edge  Query Number)라 하고 RQ에서 

충돌이 일어난 변수를 RQN(Right edge  Query 

Number)라고 한다.

  [표 1] 질의응답에 따른 처리방법

우선, R1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태그가 R1의 수신 범위 밖에 있으면 Idle query상태

이며, 어떠한 태그도 응답하지 않는다.

2. 태그가 R1의 수신 범위에 있으면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상태로 나눌 수 있다.   

� Readable query: 오직 하나의 태그만 응답하여 리

더에게 성공적으로 인식된다. 해당 질의를 MCQ에 

저장하고 태그 ID도 함께 저장한다. 

� Collision query: 다수의 태그가 응답하여 태그 충

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0’과 ‘1’을 붙여서 

큐에 넣는다. 

질의응답에 따른 처리방법을 [표 1]에서 보여주고 있

다. R1은 다음 [표 1]에서와 같이 9가지 경우에 따른 여

러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R2에 넘겨주게 된다.

다음, R2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R2는 R1에서 저장한 MCQ와 COLQ를 갖고 다시 질의

를 전송한다. 이는 오직 하나의 태그만 있다고 판단되어 

저장해 놓은 태그가 이동할 때, 충돌을 일으키는 태그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번 더 검증해보기 위

함이다. 아래 [그림 3]은 Q, MCQ, COLQ들 간의 관계도

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Q에는 항상 prefix 뒤에 ‘0’과 ‘1’

이 붙은 한 쌍의 질의가 들어있다. 오직 한개의 태그만 

응답 했을 경우와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MCQ에 

들어가게 되고 태그 ID를 저장해야 한다. 또한, 충돌이 일

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COLQ에 넣는다.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1) LQN = 1 & RQN = 0, R1에서 LQ로 시작하는 태

그ID가 한 개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다음에는 충돌이 일

어날 가능성이 있고, RQ로 시작하는 태그 ID는 충돌이 일

어났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LQ와 RQ모두 COLQ에 넣은 후 LQ의 태그 

ID를 저장한다.  

2) LQN = 0 & RQN = 1, 위의 경우와 반대일 경우, 

LQ와 RQ모두 COLQ에 넣은 후 RQ의 태그 ID를 저장한

다.

3) LQN = 0 & RQN = 0, 모두 응답이 없을 경우, LQ

와 RQ모두 COLQ에 넣는다. 

[그림 3] 여러 큐들 사이의 관계도

    

3.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초기 생성한 태그들의 

위치 값이 제일 작은 태그가 R1 수신 범위를 벗어 날 때

까지 반복을 하게 된다. [알고리즘 1]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큐가 Null 이 아닌 동안, LQ를 Q로부터 꺼낸다. 

LQ로 충돌이 일어나는 태그에 대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

는 것은 넷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 나타내었다.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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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줄에서 스무 번째 줄까지는 RQ를 Q에서 꺼내서 

RQN이 한 개 이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와 LQN이 한 

개 이상충돌이 일어난 경우, 오직 한 개 응답했을 경우, 

응답이 없을 경우 각각 처리 방법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RQN이 오직 한 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와 LQN 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라인 스물한 번째 줄에서 스물여덟 

번째 줄까지 나타내었다. 스물아홉 번째 줄에서 서른일곱 

번째 줄까지는 RQN이 응답이 없을 경우와 LQN 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R1에서의 처리 방법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처리 방법을 통하여 R1은 MCQ와 COLQ에 

각각 해당 정보를 저장해두게 된다. R1에서 완성해놓은 

이러한 정보를 R2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태그 식별 속도

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R2의 알고리즘은 R1알고리

즘과 비슷한데 단지 MCQ와 COLQ의 내용을 R1의 저장 

값으로 초기화하여 질의를 보내는 부분만 추가하면 된다.

4. 실험 및 결과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ISO 15693-3에 의하여 유일한 

태그ID를 식별하는 UID(Unique Identifier)를 제외한 그 

외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128비트의 태그 ID를 생성

하여 사용하였다. 응용프로그램 마다 사용하는 비트의 길

이가 달라질 수 있다. 태그가 R1의 범위 밖에서부터 R1

의 범위를 통과하고, 계속하여 R2의 범위 밖에서부터, R2

의 범위를 통과하는 전체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R1

범위의 최대값과 최소값, R2범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하였다. 즉, 임의로 R1의 최소값을 5, 최대값을 180을 

주었고 R2의 최소값을 200, 최대값을 375를 주었으며 

R1의 범위와 R2의 범위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하여 간격을 20으로 설정하였다. 이동하는 태그를 표현

하기 위하여 x축 기준으로 정수의 난수값을 생성하였으며 

이 값은 비트별 검사가 한번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 씩 바

뀌게 된다.  

테스트에 사용한 태그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단일리더

기가 처리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태그를 멀티리더기가 협

업작업을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100

개 이상의 태그개수를 정하여 테스트하였다. 100, 150, 

200, 250, 300, 350, 400 개의 Tag ID를 생성한 후, 각 

태그의 초기 값을 작은 범위내의 정수 난수값을 생성하고 

생성한 정수 난수값 중 제일 작은 값이 R1의 수신 범위를 

벗어 날 때까지 값을 증가시키면서 테스트 하였다. 

정수 난수값은 10에서 200까지의 10 단위로 증가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즉, 각각의 태그 개수를 정수 난수값으

로 테스트해서 나온 결과의 평균값을 얻어내었다. [그림 

7]은 R1, R1+R1, R1+R2의 테스트 결과화면이다. 

R1은 단일리더기로 얻어낸 결과이고 R1+R1은 독립적

으로 동작하는 단일리더기 두 개로 테스트해본 결과이고 

R1+R2는 상호 협업작업을 하는 두 개의 리더기로 얻어

낸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태그개수가 적을 때는 세 

가지 경우 모두 모든 태그를 찾아내어 100%의 결과를 보

이지만 태그개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찾아내는 태그 개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에서처럼 R1이 찾은 태그 개수에 비해 

R1+R2는 훨씬 더 많은 태그 개수를 찾아내었고 태그개

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R1+R2는 적게는 7%, 많게는 

49%의 높은 태그인식률을 보였다. 또한, R1+R1가 찾은 

태그 개수에 비해 R1+R2가 훨씬 더 많은 태그 개수를 

찾아 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적게는 4%, 많게는 

42%의 높은 태그인식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리더기들

간의 협업작업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는 R1과 R1+R1보다 

평균 적게는 4%, 많게는 49%의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리더기가 아닌 멀티리더기들간의 협

업 작업을 거쳐 이동하는 태그를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

으로 읽어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알고

리즘에 따라 태그인식을 하면 maximum common prefix 

길이만큼 트리를 추적한 후, 해당 태그를 인식하게 된다. 

5. 결론

태그가 부착된 물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경우, 단일

리더기로는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멀티리더기들간의 상호 협업 작업을 통한 태그 식별을 이

용하여 최대한 많은 태그를 식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서는 리더기 범위 내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태그들을 멀티리더기들간의 협동 작업을 

거쳐 질의 횟수를 줄이고 최대한 많은 양의 태그들을 효

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단일리더기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4% ~ 49% 더 향상된 

결과를 얻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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